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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는지금어디까지온것일까?우리들의상황은잘되어가

고 있는 것일까? 새로운 화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담으려는

것일까? 그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불러일으키는 상황을

어떤 방식으로 재배치하고 있는가? 그 안에서 활동하는 화

들은 우리들의 동시 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? 그것을

설명하기위해서새로운개념이필요한가? (또는발명해야하

는가?) 그 좌표 안에서 한국 화는 무었이라고 불러야 할까?

미래는보장받을수있는가? 

틀림없는 사실은 지금

매우 빠른 속도로 화가

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거의 멈추어 선 것처럼 망설이던

(또는 테크놀로지 앞에서 눈치를 보던) 화가 갑자기 디지털

테크놀로지의자장안으로들어가자마자스스로환골탈태하며

화에서 새로운 형상을 찾기 시작하 습니다. 화를 생각하

는방식이변한다는의미는우리에게 화를보는태도의변화

를 요구하는 것입니다. 만일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

화를 보기 원한다면 흘러간 명화극장을 기다

리거나(물론 그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), 비디

오방을전전하거나, 그도싫으면헐리우드 화

(와 그를 흉내낸 카피우드)나 보면서 시간을 죽

이는걸로만족하면될것입니다. 

하지만 우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. 화를

보는 것은 동시 의 시 정신과 화하는 것입

니다. 다른 화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

니라 세상을 다르게 조립하는 것입니다. 화에

서 두개의 기본적인 개념이 몽타쥬와 미장센인

것은 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립된다는

사실을 보여줍니다. 우리들은 그 변화의 흔적을

뒤쫓아 지구의 반 편 베니스로부터 시작해서

다시 우리들의 부산까지 돌아왔습니다(그 사이

화의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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깐느 이후 많은 화들은 무엇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
베니스는 거기에 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꾸하 습니다. 왜냐하

면 그 안에서 낡은 것들과 새로운 것들 사이의 결은 단순히 이분

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(또는 그 곁에서) 다시 중심과 주변을

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많은

화들은 방향감각을 잃었고, 동시에 화가

만드는 위기는 마치 세상의 위기처럼 이야기 되어졌습니다. 이 여

행은 지도를 그리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그 안에 의미를

불어넣고, 의미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다음 세기

의 몫일 것입니다.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들이 다음 세기를 적극적

으로끌어안으려는하나의매너입니다. 

베니스로부터부산까지, 
다음세기까지일백일

화화의의상상황황:: 무엇이변하고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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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빼곡히들어차는역사의기억들. 파시즘과식민지, 섬과항

구, 근 의시작인르네상스와근 적세계전쟁의피난지, 서

구의기억으로부터벗어나려는바깥의의지와서구의속도로

부터 뒤쳐지지 않으려는 주변의 조바심, 그 사이의 긴장감).

그러니까 우리들이 화에서 보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

이미지들이기원하고생성되고분포지어져서소비되는국면

에 한것일수밖에없습니다. 

우리가 화를여행하는것은그속도안의국면에 한절

단의토픽입니다. 그안에서새로운예술가를발견할수도있

습니다. 또는그것을통하여 화에관한다른방식의창문을

만들어낼수도 있을 것입니다.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

화는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기계와 시스템 사이의 결합이라

는 점입니다. 아무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, 그 안에서

공급이생산과포개어지고생산이공급을뛰어넘으면서빚어

내는, 소비의 자본주의적 양상에 고스란히 귀속되는 예술기

계인 것입니다. 그것은 세상 안으로 구불구불 뻗어나가며, 그 안에서

만들어지는 화의 위기는 동시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공장의 방식으

로만들려는지금의모습때문입니다. 

우리들은 자꾸만 공장의 일부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축제를 통해

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시키고, 편견없이 어우러져 그 안에서 만나는

화들의소란스러움을즐겨볼작정입니다. 말하자면우리들의

여행은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축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

지된 공장과 시장의 법칙으로부터 빠져나와 우리들의 국면에

관해서 함께 돌아보려는 것입니다. 화의 상황을 물어보려는

것은 결코 미학적 관심이나 또는 그 반 로 기계적인 정치경제

학적 질문을 던지려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보다는 왜 언

제나 이 질문이 하나의 구조를 담고 있을 수 밖에 없을까라는

의심때문입니다. 그래서이제그안에서생각해보는 신그것

을일시적으로중단시키고, (어쩌면일종의착시현상같은또다

른소비의시장인 화제라는축제의형식을빌려) 다른질문을

생산해보려는것입니다. 

그래서 화에 있어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틀의 생산입

니다. 그 안에서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지

는 않을 것입니다. 그 신 어떻게 상황이 이동하고 있는가를

물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

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

해서말하지않는것은그것이사라졌기때문이아니라(설마

그런 일이!) 점점 더 이데올로기가 물화되고 그 안에서 작동하

여 미학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. 멈출 수는 없

습니다. 그 신 그것을 구부러뜨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. 부술

수없다면모든것을망쳐버리자! 안토니오네그리의주장은

화에서 더 할 나위없이 혁신적인 안처럼 보입니다. 그렇다면

무엇을망쳐버릴것인가? 상황에 한우리들의논의는그렇기

때문에더할나위없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. 


